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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PAGE SUMMARY

WHY 10PING

10PING 수익창출



텐핑, 실시간 모바일 소문 서비스

ONE-PAGE SUMMARY

광고주의 마케팅 메시지가 담긴 유익한 콘텐츠를 소문 내고 유효한 소문을 낸 만큼 광고비를 보상받는 광고 제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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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기획 사업계획 공모 (Beyond Cheil) 최고상 수상 팀
• 사내 TF에서 별도 법인 설립 (제일기획이 주주로 참여)

• 바이럴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및 방법 (2015년 7월 특허등록 1015382780000)

1. 텐핑 홈 2. 콘텐츠 확인 3. 소문내기 4. 콘텐츠 확산

네트워크 마케팅 보상 시스템 + 소문의 신뢰도 평가 알고리즘

유효 클릭
유효 재생
유효 참여
유효 설치
유효 구매

후속
확산



W h y  1 0 P I N G ?



카카오톡,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언론사닷컴, 앱 등 모든
모바일 채널 커버

WHY 10PIN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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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메신저 블로그 포스트
언론사닷컴

(API)
티스토리
(소문박스)

SNS 타임라인
애플리케이션

(SDK)
커뮤니티

소문내기
URL

마케터



노골적인 광고 아닌 정보성 콘텐츠

WHY 10PING? (2)

알찬 정보성 콘텐츠,  소문내고 싶은 유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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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정보-광고 콘텐츠 함께 제공

• 소문을 받은 사용자도 도움이 되는 정보

• 어느 서비스에나 어울리는 형식/내용

• 익숙한 형태, 부담 없는 확산

일반 정보
(텐핑 마케팅 비용)

광고

POINT

“소문내고 현금포인트”



모든 광고 형식으로 모든 매체에 소문 가능

WHY 10PIN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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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박스) 블로그 클릭형 (CPC)

참여형 (CPA)

설치 실행형 (CPE)

구매형 (CPS)

재생형 (CPV)

모든 모바일 매체 모든 광고 타입

(소문내기) SNS

(API) 언론사닷컴

(SDK) APP
Mobile Native AD Network

User 
experience Algorithm

System



1 0 P I N G  수 익 창 출



페이스북 페이지 : 소문내기 URL 공유

텐핑으로 수익 창출(1)

소문내고 싶은 콘텐츠 선택 후 페이스북에 작성 글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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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핑 홈(tenping.kr)에서 소
문내고 싶은 콘텐츠 선택

Short URL 복사 또는
'페이스북 바로 보내기' 선택

페이스북 페이지 글 게시 페이스북 페이지에
소문내기 완료



1. 먹방페북 2. 15초 다이어트 3. 와글와글
facebook.com/notebookprincess facebook.com/15diet facebook.com/honeyfunstories

콘텐츠를 소문내고 실제 수익을 내는 페이스북 페이지입니다.

텐핑으로 수익 창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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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및 웹사이트 : 소문박스 설치

텐핑으로 수익 창출(2)

소문박스 코드 복사 후 블로그 및 웹사이트에 붙여 넣으면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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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 상단 메뉴 더 보기 선택 소문박스 퍼가기 선택 타입 선택하여 코드 복사
(큰 형태, 작은 형태, 리스트
형태, 페이지 형태)

원하는 곳에 코드 붙여 넣기
하여 완료



소문박스를 설치하고 실제 수익을 내는 블로그입니다.

텐핑으로 수익 창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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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후대디의 Favorite 2. 늙은 호텔리어 몽돌 3. 희망플래너
lucy7599.tistory.com oldhotelier.tistory.com hopeplanner.tistory.com/619



앱 or 웹서비스 : API 연동

텐핑으로 수익 창출(3)

앱 또는 웹서비스 고유 디자인에 맞춰 자연스럽게 수익형 콘텐츠 노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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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문박스 퍼가기 선택 API 가이드 선택 가이드 내용 확인 앱 적용(리스트, 팝업, 전면 배너 등
매체에서 자유롭게 적용 가능)



모바일 앱 : SDK 설치

텐핑으로 수익 창출(4)

모바일 앱 내에 전면 광고 또는 오퍼월 형태 광고 프레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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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문박스 퍼가기 선택 SDK 선택 앱 등록 및 SDK 다운로드 광고노출(전면광고 또는 오퍼월)



(주) 텐핑

Contact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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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4 서울특별시 동작구 남부순환로 2057 하이팍빌딩 6층

TEL. 02-597-1551

운영 문의 contact@tenping.kr 광고 문의 help@tenping.kr

http://biz.tenping.kr(사업자 회원)    http://tenping.kr

※ 지하철 2호선 4호선 사당역 7번 출구에서 도보로 5분

mailto:contact@tenping.kr
mailto:help@tenping.kr
http://biz.tenping.kr/
http://tenping.kr/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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